마모 방지 컨베이어 체인

체인의 수명 연장과 보다 효율적인 제품의 운송

마모 감소와 체인의 수명개선을 위한
마모 방지 체인
Ramsey는 십 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곳곳의 유리병 공장들과 함께 일하며 우리들만의 마모 방지 컨베이어 체인을
만들고 발전해왔습니다. 가장 흔한 마모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Ramsey 체인은, 컨베이어의
유지 보수 률 을 낮추고, 제품 핸들링을 수월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유리병 공장들에게 폭넓은 새로운
선택지를 줄 것 입니다. 다른 어느 유리 컨베이어 체인 회사들보다 특허 받은 마모 방지 체인 디자인을 많이 갖고 있
고, 95년 넘게 체인 사업을 이어가는 Ramsey는 당신의 까다로운 컨베이어 설치를 해결해 줄 것 입니다.

마모 방지 체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양한 생산 환경에서 표준 싸일런트 컨베이어 체인은 훌륭
히 작동하고 몇 년간 무 고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상
황에 따라, 컨베이어 체인은 간혹 마모가 생기고, 상품의 운송
을 방해하고, 초기 고장을 발생시키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
런 문제들이 생겼을 시에 표준 운반 체인의 마모를 줄이고
방지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마모 방지 체인으로 교체 하면 생
산성이 크게 오릅니다.
보통 체인들은 체인의 옆면에서 뻗어 나온 핀들을 갖고 있습
니다.(모형1). 머리 모양이나 리벳으로 고정해주는 이 핀들
의 양 끝 쪽은 여러 가지 마모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
한 핀들은 측면 가이드나 이송 판과 맞부딪치면서 점점 핀
헤드가 마모됩니다. 혹은, 노출된 핀 헤드는 컨베이어
위의 모든 돌출된 부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림은 컨베이어를 고장 나게 하고 상품을 망가뜨리고 결국 핀
헤드 마저 부러뜨립니다. 핀 헤드가 닳거나 부러지면, 체인
들을 서로 붙잡아줄 것이 없어지며 따라서 체인들이 분리됩
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컨베이어의 전원을 꺼서 체인
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조작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체인과 이송 판 사이에 틈
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틈은 상품들의 매끄
러운 운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Ramsey 마모 방지 체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습
니다. 모형2 에서 보이는 것 처럼, 특별한 마모 방지 사이드
링크는 핀 헤드를 감싸서 핀 헤드를 마모와 손상으로부터 보
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체인은 측면 가이드나 이송판과 직
접적으로 틈 없이 맞닿게 되고 따라서 순조로운 상품 운반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형1 보통의 컨베이어 체인

운송 판이나 측면 가이드

틈은 제품 핸들링을 방해한다.

1

모형2 Ramsey사의 마모 방지 체인
운송 판이나 측면 가이드
체인 링크

노출된 핀 헤드는 마모
되기 쉽다.

체인 링크

제품 핸들링을 방해하는 틈 제거

마모 방지 사이드 링크

Lifeguard... 특허받은 제품

Ramsey사의 마모방지제품들(개요)
TM

ALLGUARD FX

TM

특허받은 Allguard FX체인
은 체인을 감싸서 보호하는
독특하고, 마모에 강한 링크
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Allguard FX는 측면 가이
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작
동하고 체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핀 헤드의 마모
를 막습니다.

R A M S E Y A L L- S T E E L

Ramsey All-Steel체인은 100%
강철로 만들어진 마모 보호 체인입
니다. 갈라짐이 생길 수 있는 압축
금속으로 만들어진 헤드 프로텍터
링크를 사용하는 다른 체인과는 다
르게 Ramsey All-Steel체인은
100% 단단한 합금 강으로 만들어
진 가드 링크를 사용합니다.

L I F E G U A R D®

R K O K N O C K O U T T O O L®

특허받은Lifeguard® 체인
의 측면과 핀헤드의 마모를
가장 완벽히 막아주는 역할
을 제공합니다. 이 특허 받
은 유일한 체인은, 마모로
부터 보호해 줄뿐만 아니
라 인접한 사이드 플레이트
들의 사이 간격을 줄여주어
상품의 이동을 매끄럽게 하는 연동 사이드 링크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Ramsey의 특허 받은 RKO 녹아웃 툴은 Ramsey의 마모 방
지 체인의 연결과 분해를 간단하
게 해줍니다. 이 간단한 도구는
Allguard FX, Lifeguard 와
All-Steel 체인을 포함한 어떤 넓
이나 스타일을 가진 모든 마모
방지 컨베이어 체인에 사용 가능
합니다. ‘표준형’과 ‘와이드바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S E N T R Y®

스프로켓

Sentry 체인은 Allguard
FX 체인의 특장점과 고속
동력 전동 체인으로 발전시
킨 2핀 운반 체인의 특징을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함
몰되고 열처리 된 핀 헤드와
두 개의 핀 체인 조인트, 체
인의 긴 수명을 위해 소결
금속이 아닌 100% 강철 합금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Ramsey는 우리 체인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체인과도 딱 맞
는 완벽한 스프로켓을 만듭니다.
스프로켓은 보통 열처리된 강철
톱니로 되어있지만 스테인리스
강과 같은 다른 재료로도 가능합
니다. 스프로켓은 고객의 특징에
맞춰 제작됩니다.

TM

R-SELECT

Ramsey의 특허 받은 RSelect체인은 컨베이어 체
인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부분의 마모방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생
산 중에, 마모에 굉장히 강
한 링크가 체인 전체나 고객
이 원하는 특정한 부분에 삽
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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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uard FX

THE ALLGUARD FX의 장점
Ramsey의 Allguard FX 운반 체인은 체인의 수명을 늘리고 제품 핸들링을 개선하고, 특히 컨베이어가 측면 가이드나 이송 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모형 1과2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별한 Allguard FX 사이드 링크는 핀 헤드를
완벽히 감싸서 핀이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방법은 Allguard FX 체인이 측면 가이드와 직접 접촉하여 작동하도
록 하고, 보통 체인의 고장을 유발하는 핀 헤드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마모 방지 링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체인의 양쪽에 설치
할 수 있고 한 쪽에만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모형2
Allguard FX, 윗면
모형 1
Allguard FX, 옆면

0.495”
12.57mm
핏치 라인

0.285”
7.24mm

마모 보호 링크
완전히 둘러 쌓인 핀 헤드
알림: 사진은 ‘멀티가이드 스타일’ 가이드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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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 L G U A R D F X C H A I N S - 1/2 인치와 1 인 치
핏치- 멀티 가이드 , 센터 가이드와 사이드가 이 드
Allguard FX 피치 체인은 거의 모든 싸이드 가이드, 센터 가
이드, 멀티 가이드 체인들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Allguard FX 링크의 디자인은 기존의 스프로켓과 구형 컨베이
어 체인 플레이트 면적을 딱 맞추기 위해 조금씩 달라진 각각
의 체인 스타일에 사용됩니다. 체인은 기존의 스프로켓과 맞
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로켓은 바꾸지 않
아도 됩니다. 모든 FX체인은 매끄러운 표면 처리를 위해 최상
의 방법입니다.

1/2인치 핏치
멀티가이드

센터가이드

사이드가이드

1인치 핏치
멀티가이드, 사이드가이드

원하는 크기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
Allguard FX 체인은 넓은 범위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인치보다 작은 것부터 20인치가 넘는 폭 까지
가능합니다. 체인은 고객의 선호에 따라 모든 링크와 결합할
수 있고, 링크와 스페이서와 함께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원활한 공기 흐름을 확보하고 유리병을 식히기 위해 링크를
두 겹으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처 음 으 로 A L L G UA R D F X 를 주 문 하 실 때
처음 주문을 원하시거나 다른 체인에서Allguard FX체인으로
교체를 원하실 경우 Ramsey 대표 고객서비스 센터로 연락주
세요.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체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드
립니다. 당신이 원래 구매하시던 체인의 부품 번호와 길이, 체
인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다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은 메일 sales@ramseychain.com 또는 전화
704-394-0322. 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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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guard

LIFEGUARD의 장점
Ramsey의 Lifeguard® 마모 방지 유리 운반 체인은 튀어나온 핀 헤드의 마모를 보호하고 체인 문제를 방지하면서 체인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Lifeguard의 특별한 연동 사이드 링크는 핀 헤드의 마모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인접한 사이드
플레이트 사이의 틈을 많이 줄여줍니다. 링크들 사이의 틈을 줄여서측면 가이드의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모형2
Lifeguard, 윗면

모형 1
Lifeguard, 측면

1/2인치 핏치

1인치 확장 피치

완전히 감싸진 핀 헤드는 체
인의 수명 보호.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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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링크는 운반중 제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매끄럽고,
틈 없는 표면을 만든다. 이는 작은 유리병 같은 제품에 특
히 좋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 다양한 피치에 맞는 싱 글 핀
Lifeguard 의 싱글 핀 체인은 1/2인치와 1인치 피치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사이드 가이드나 센터 가이드 스프로켓과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feguard의 특별한 사이드 링크는 체인을 스프로켓으로 유도
하고 체인의 작동유지에 기여한다. 체인을 주문할 때 호환이 되
는 스프로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원래 쓰던 Ramsey 사이드 가
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스프로켓의 폭이 당신이 사려고 하는
체인의 폭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amsey의 대표 고객 서
비스가 당신의 선택을 도와 줄 겁니다. 스프로켓의 너비가 체인
의 가이드의 크기 보다 작다면 센터 가이드 스프로켓 또한
Lifeguard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선택: 더블 가드 또는 싱글 가드
Lifeguard는 보호링크가 체인
한쪽에만 있는 것과 양쪽 모두에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 보호 체인의 가격이 더 저
렴하지만 양쪽 보호 체인은 더욱
완벽하게 체인을 보호해줍니다.

싱글 핀, 1/2인치 핏치
선택된 운행 방향
0.495”
12.57mm

0.487”
12.37mm

0.286” 핏치 라인
7.26mm

0.280”
7.11mm

싱글 핀, 1인치 핏치
선택된 운행 방향
0.482”
12.24mm

0.490”
12.45mm
0.240” 핏치 라인
6.1mm

0.340”
8.64mm

오직RAmSey 에서만 가능합니다.
Lifeguard 체인은 Ramsey 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체인은 없습니다.

원하는 크기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
Lifeguard 체인은 넓은 범위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인치보다 작은 것부터 20인치가 넘는 폭 까지 가능
합니다. 체인은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모든 링크와 결합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고 쿨링을 높이기 위해 링크와 스페
이서와 함께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원활한 공기 흐름을
확보하고 유리병을 식히기 위해 링크를 두 겹으로 쌓을 수도 있
습니다.

처음LIFeGUARD를 주문 하실 때
처음 주문을 원하시거나 다른 체인에서Lifeguard체인으로 교
체를 원하실 경우 Ramsey 대표 고객 서비스로 연락주세요. 당
신에게 가장 잘 맞는 체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당
신이 원래 구매하시던 체인의 부분 번호와 길이, 체인에 대한 설
명을 알고 있다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은 메일 sales@ramseychain.com 또는 전화
704-394-0322. 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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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ry

SENTRY의 장점
Ramsey의 인기 있는 마모 방지 체인 제품 들이, 최근 독특하고 새로운 운반용 체인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새롭게 만
든 Sentry 체인 들은Ramsey의 인정받는Allguard FX 체인의 특장점과, 고속 동력 전동 체인으로 발전시킨 2핀 운반 체
인의 특징을 결합했습니다.

R A m S e y 의 새 로 운 S e N T Ry 체 인 의 특 징
• 완전히 함몰된 핀 헤드를 가진 보호 링크
• 소결 금속이 아닌 100% 강철 합금 구조
• 두개의 핀 체인 조인트
• 1인치와 1/2인치 피치 체인 디자인
• 열처리 핀 헤드
• 체인의 늘어짐을 줄이기 위한 초기 신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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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핀 스타일 운반 체인을 선호하는 유리 공장
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Ramsey의 대표적인 마모 방지 체인이 성공한 것은 투 핀 체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우리의 고객들이, Ramsey의 기술자들로 하
여금 새로운 체인을 발명에 도전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Ramsey의 기술자들은 모두 강철로 이루어
졌으며 Lifeguard 와 Allguard FX처럼 강한 마모 방지 기능이
있는 투핀 체인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다. “특수열처리”된 헤드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헤드들 보
다 매우 오래가고 더 강력 합니다. 게다가 핀 헤드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용접한 기존의체인들 처럼 마모되지 않습
니다.
Sentry 체인의 보호 링크는 합금강입니다. 소결 금속은 사용되
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체인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Sentry체인은 만들 때, 초기 신률 작업하여 부품을
완벽히 장착시키고 체인의 늘어남을 줄였습니다.

오직 RAmSey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Sentry체인은 몇 십 년간 성공적으로 사
용된Ramsey의 유리 운반 체인의 특징과 오직 Ramsey에서만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특징을 접목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의 어
떤 체인도 Sentry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래 쓰던 스프로켓과 호환 가능합니다

S e N T Ry - 마 모 방 지 와 그 것 을 넘 어 선 특 징

처 음 S e N T Ry 를 주 문 하 실 때

Sentry 체인은 오랜 기간 시험 후 완성된, 투핀 조인트 디자인,
그리고 체인이 강하고, 오래가고, 마모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
드는 함몰된 핀 헤드를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체인의 핀 헤드는
Ramsey의 전매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특수열처리” 되었습니

첫 주문을 원하실 경우 Ramsey 대표 고객 서비스로 연락주세
요.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체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
습니다. 연락은 메일 sales@ramseychain.com 또는 전화
704-394-0322. 로 가능합니다.

Ramsey의 Sentry운반 체인은 스페이서와 함께 만들 수도 있
고 스페이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비슷한
체인과 센터 가이드 스프로켓과 바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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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lect Chains

R-SELECT의 장점:
당신이가장 원하는 곳에 마모 저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고객들이 저렴하면서 마모 저항도 갖춘 체인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요구에는
Ramsey의 특허 받은R-Select체인이 좋은 해답입니다.
R-Select체인은 단단하고, 마모에 강한 크롬 합금 링크를 가
장 마모가 잘 될 것 같은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모에 덜
취약한 부분은 기본적인 열처리강철로 만들어집니다. 체인의
전부가 마모 저항 링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가
격이 완전 기본 체인의 가격보다 최대20% 밖에 더 비싸지 않
습니다. 반면, 최고의 마모 방지 기능을 원하고 비용에 대한
걱정이 덜 한 고객들은 전체를 마모 저항 합금으로 만든 링크
가 있는 체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Select를 사용하여 당신은 마모 저항을 높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 컨베이어에 6인치 너
비의 링크 멀티가이드 체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체인의 중앙
부분의 링크 모서리가 체인의 바깥쪽 면 모서리보다 더 빨리
마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체인의 가운

데 부분에 제품 핸들링을 방해하는 패인 부분이 만들어집니
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R-Select는 고객에게 체인의
가운데 부분에 마모 방지 합금 링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체
인의 나머지 부분은 기본 열처리 강철 링크를 사용하여 전체
적인 체인의 크기는 전과 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차이의 가격으로 특정 부분에 적용하여 마모 저항 체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Ramsey의 거의 모든 체인ㅡ원 핀과 , 투 핀 체인, 스페이서
를 포함한 체인과 스페이스 없는 체인, 사이드 가이드, 센터
가이드, 혹은 멀티 가이드 체인들은 R-Select을 사용하여 만
들 수 있습니다.Lifeguard 와 Allguard FX 체인 또한 강력한
마모 저항을 얻기 위해 R-Select을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모 저항 합금 링크

기본 링크

특허 받은
마모 저항 합금으로 만든 멀티가이드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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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마모 저항 합금 링크

오직 RAmSey에서만 가능
R-Select체인은 이 업계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회사에는
R-Select체인이 없습니다.

처음 R-SeLeCT 를 주문하실때

합금 링크
링크 팁 마모 (mm)

처음 주문을 원하실 경우 Ramsey 대표 고객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체인의 대략의 타입과 사이즈에
대한 정보와 마모 저항을 높이고 싶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준
다면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가장 잘 맞는 체
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락은 메일
sales@ramseychain.com 또는 전화 704-394-0322. 로 가
능합니다.

기본 링크

누적 체인 작동 거리 (meters)

10 0 % R - S E L E C T

50% R-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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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All-Steel Chains

R A M S E Y 의 A L L- S T E E L ® 의 장 점 :
빠른 속도와 높은 효력 적용을 위한 1핀 체인
Ramsey의100% 강철 체인은 가장 까다로운 설치에도 어울릴 만큼 강합니다. 모두 단련된 강철 합금 사이드 링크를 이용하여 체
인의 측면과 핀 헤드의 마모로 부터 보호하여, 이 체인의 링크는 절대 힘에 의해 갈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동안 다른 체인을
사용하면서 소결 금속의 갈라짐으로 인한 문제를 겪었다면, 그런 지난 날들은 끝났습니다.

오직 RAmSey에서만 가능합니다

선택지:

Ramsey의 올-스틸 가드 링크는 거의
모든 스타일의 1핀 센터 가이드 컨베
이어 체인에 가능합니다. 이 제품
이 당신이 가진 마모 보호 체인에
대한 생각을 바꿀 돌파구 입니다.

•
•
•

•
압축 금속

11

1/2 인치 와 1인치 핏치로 가능
1인치 이하부터 20인치 이상까지 가능한 체인 너비
다양한 조립법: 올 링크(최대의 표면적), 링크와 스페이서
구조(무게를 줄이고 쿨링 효과를 높인다.), 또는 두 겹으
로 쌓은 구조(공기의 흐름을 확보하고 유리병 쿨링을 용
이하게 함)
체인의 표면은 최고로 매끄러운 운반을 위한 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가이드

사이드가이드, 멀티가이드

단단하고, 견고한, 강철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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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RKO Knock Out Tool

RKO TOOL 의 장점: 연결하고 분해하는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체인의 연결과 분해는 지루하고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핀 헤드가 체인 링크의 표면 밑에 함몰된 Allguard FX, Lifeguard 와
All-Steel 과 같은 마모 방지 체인은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amsey기술자들은 Ramsey RKO툴을 발
명했습니다.

3 개의 구별된 작업 구역

빠르고 쉬운 분해

• RKO tool의 첫 번째 구역은 램 나사를 사용하여 핀 헤
드를 제거하는 곳이다.
• 두 번째 구역은 핀 제거나 새로운 핀을 삽입을 쉽게 하
기 위해 링크의 정렬을 유지하는 곳이다.
• 세 번째 구역은 드라이브 핀 체인 커넥터를 삽입하기
위한 곳이다.

“Ramsey Knock Out”, 줄여서 RKO툴은 체인을 분해 할 때, 핀
을 쉽고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간단하게 당신의
체인을 툴 위에 놓고 램 나사를 돌리면 핀 헤드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핀은 쉽게 제거 되고 체인은 분해된다.

손 쉬운 연결
체인을 다시 연결 할 때, RKO툴은 드라이브 핀을 쉽게 삽입하
도록 체인 링크와 스페이서의 정렬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게다
가, 체인을 연결 할 때 핀의 머리 방향을 쉽게 유도할 수 있게합
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받음
슬라이딩 가이드 플레이트
핀 헤드 제거를 위한 램 나사

핀 제거 구역
체인 연결을 위한
핀 삽입 막대

주의: Allguard FX, Lifeguard 와All-Steel 체인에 사용하기 위하여 , 사전에 핀 끝에 너
트 탭을 낸 특수 연결핀 세트를RKO툴과 사용해야한다.
*표준 컨베이어 체인 연결핀 (한쪽끝은 기존의 핀머리, 다른쪽은 어닝링된 끝)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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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O 체인 연결은, 연결 핀의 한쪽 끝에 작은 볼트 탭과 강한
고 열처리된 와셔와 나사로 쉽고 빠르게 조립됩니다. 이 연결
시, 당신이 연결하고 싶은 체인에 맞는 연결 부품 세트를 꼭
주문해야 합니다. 표준 열처리 타입의 연결 핀을 사용시,
RKO툴은 체인을 분해 할때 사용할 수 있고, 이 툴은 체인의
연결 시 기본링크와 스페이서의 정렬을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
다. 당신이 기본 연결 핀을 사용한다면, 연결 핀의 끝을 망치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RKO툴은 거의 모든 Allguard FX or Lifeguard 체인에 맞도
록 모듈식 가이드 플레이트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사용하
는 체인을 확인하면, 그것과 꼭 맞는RKO툴 세트가 배송될 것
입니다. 혹은, 모듈식 가이드 플레이트 몇 개만을 개별적으로
주문해서 당신이 원하는 체인에 맞는 툴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RKO체인 연결

기본과 넓은 본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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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로켓
모든 Ramsey의1/2인치와 1인치 연장 피치 마모 방지 컨베이어
체인은, 1/2인치 피치 스프로켓에 적용됩니다. 스프로켓은 보
통 중위탄소, 합금강으로 제작되고 치면의 표면을 단단하게 하
기 위해 열처리 됩니다. 주문에 따라 강철이 아닌 다른 재료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스프로켓은 완성된 내경과 고정 나사 세트로 구성되거나, 추가
조립을 위해 미완성 보어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특징
에 맞게 특별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스프로켓 의 치면은 체인과 스프로켓의 정확한 맞물림을 위해
규정된 기준에 맞게 가공됩니다. 올바른 작동을 위해 체인과 스
프로켓의 크기는 잘 맞아야 합니다. 체인과 스프로켓을 같은
곳에서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Ramsey Products Corporation
P.O. Box 668827
Charlotte, NC 28266-8827
Ship To: 135 Performance Drive
Belmont, NC 28012
Tel: (704) 394-0322
Fax: (704) 394-9134
www.ramseychain.com
sales@ramseychain.com

Ramsey Europe
Germany
Tel: +49 151 24042790
Great Britain
Tel: +44 (0) 7824 814116
euro.sales@ramseych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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